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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비행거리 내에 인구 5백만 명 이상 대도시 
18개 위치  

1차산업 (농림, 어업) : 25.6%  
2차산업 (제조) : 4.3% 
3차산업 (관광, 서비스업종) : 70.1% 

 뚜렷한 사계절, 아열대 기후 
    (– 1ºC ~ 33ºC, 연평균 기온: 16ºC) 
 1,800여 생물종 자생 

 약 58만여 명 

 면적 : 1,848 Km2 (전국의 1.9%) 싱가포르 2.7, 홍콩 1.7배 

 UNESCO Triple Crown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건강도시 (WHO)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10+ Million Residents 

  5+ Million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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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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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테크노파크 일반현황 

목표 지향적  

사업추진 
(Target-Oriented) 

인화와 효율을  

중시하는 조직관리 
(Optimum Organization 

Management) 

튼튼한 사회적 

지지기반 확보
(Public Support) 

부단한  

자기혁신 노력 
(Self-Innovation)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추진 

▪ 연구개발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 

▪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지원 확대 

 
 

▪ 산학연 네트워크 내실 있는 확충 

▪  효율적인 성과관리 

 
 

▪  경영혁신의 지속적 촉진 

1. 제주테크노파크 비젼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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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원  장 

  
(부설) 선도산업지원단 

  
감 사 

  
정책 
기획단 

 

 기업 
지원단 

  
(부설) 지역산업평가단 

 

 바이오  
융합센터 

 

 디지털  
융합센터 

 

 생물종다양성 
연구소 

 

 행정 
지원실 

테스트베드사업단 

Ⅱ. 제주테크노파크 일반현황 
2. 제주테크노파크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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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테크노파크 일반현황 
3.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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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3일 신설,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특례 마련<특별법 215조 8항> 

창의적 전파산업의 육성 및 관련사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 활용 

최적 요충지 

 제주도 입지 환경 

전파 청정지역 

전파 간섭지역 

 통제 가능한 섬의 특성이 존재 

• 항공과 항만을 통한 통제 가능 

• 관광객과 시민이 명확한 두 집단 

 전파 간섭과 청정지역이 공존 

• 제주시는 호남지역 전파 혼잡 

• 서귀포는 전파간섭이 적음 

 제주도 테스트베드 및 전파환경 

육지와 떨어진 독립적 입지 

전파 간섭·청정 지역의 공존 

다양한 전파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보유함 

특별자치도로 자율적 행정 권한 확보  

1 

2 

3 

주파수 
청정지역 

제주 
글로벌 

Test-bed 

창의적 
전파활용 
지구 

지역 기업의 수익 창출 기반 마련 

차세대 기술의 국제 표준화 선도 

세계 융·복합 新 시장 선점 

다양한 
사업경험 

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2. 제주 테스트베드 추진 배경 

7 



 

1차 산업 중심  

IT융합 

• 양식지능화사업(u-Fishfarm) 
• U-IT신기술 양돈HACCP시스템 
• USN기반 농수축산지원 융합기술 
• 제주양돈FEG관리시스템 
• 청정제주 고품질 u-수산양식 지원시스템 구축 
• 고부가가치 약용작물 생산을 위햔 U-it생장관리 시스템 

방통융합 

테스트베드 조성 

• 실외 테스트베드 조성연구 

• 지상파 DMB핸드오버 필드테스트연구 

• 재난재해시범방송 

• TV WhiteSpace 실험서비스 

• 방송장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모바일 방송통신 융합 센터 구축 

교육+IT융합형 
테스트베드 사업 

선도사업(MICE, 물) 중심 
IT융합 

• 입장권, 전시관람, 회의산업형 
RFID-USN 시범사업 

•  지하수 모니터링 시범사업 
•  해양모니터링 시범사업 

의료+IT융합형 
테스트베드 사업 

• 생체정보를 이용한  
u-Healthcare 시스템 구축 

• 어린이 환우를 위한  
RFID/USN 블루밴드 시스템 

관광융합형 
테스트베드 조성 

• 렌터카 중심의 관광형 텔레매틱스 
• 택시 중심의 생활형 텔레매틱스 
• 모바일을 이용한 U-Payment 시스템 
• 전통식문화 원형 콘텐츠사업 및 체험관광 상품개발 
• U-Tour 시스템 

45개 시범사업  

3,500억 투입 

Global Testbed island 

• e-learning 교과서속 세계여행 
• 참여형 문화조직자 시범사업 
• 현장형 인력양성사업 

그린IT 
테스트베드 조성 

 
• PLC기반 공공건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 방송통신망 기반 기상환경 스마트 
인프라 구축 

• SmartGrid 실증단지 
• 풍력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 

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1. 다양한  IT융합 및 테스테베드 사업 추진  

8 



제주 테스트베드 인프라 현황 

< 제주테크노파크 > < 방송통신융합센터 > < 한라산 필드 테스트베드 > 

o 2009년 12월 완공 

o 기업지원/ICT특화 연구시설 

o 방송 콘텐츠, R&D지원 

o 2012년 3월 개관 

o LabStay/실내.외 테스트베드 

o 유럽 방송장비 인증지원 

o 산록도록 77.1Km 구간 

o 주파수 청정/혼잡지역활용 

o 시속 60Km/h 필드Testbed 활용 

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3. 제주 테스트베드 인프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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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단지 

25분(직선 9Km) 

25분(직선 10Km) 

반경 1Km 내  교육,의료, 

연구 기관 집적 

• 제주공항 및 부두에서 25분 소요 

• 입주센터 반경 1Km 내 대학,의료기관,연구기관 집적 

• ㈜다음, ㈜이스트소프트, ㈜넥슨홀딩스 등 SW기업 집적 

• 방송통신융합센터(첨단과학단지 내) 

•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연면적 3,852 ㎡ ) 

• 글로벌 방송통신융합 테스트베드 핵심 인프라 

        - 글로벌 DTV 방송표준 송출(On-Air) 설비 

       - 방송통신분야 실내외/필드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 차세대 전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를 활성화 사업 추진 
       - 유럽 방송표준 인증 지원 사업 추진 
 
‘12.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공동협력센터 운영 

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4. 제주 테스트베드 핵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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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5. 방송통신융합센터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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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향 송출장비 

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6. 송출 시스템  - ATSC-M/H, ISDB-T/Tb 

일본(남미)향 송출장비 

12 

ATSC-M/H ENCODER 1 

(KME-MH10) 

HD VCR 

(AJ-HPM200) 

자막발생기 

(CGBOX-3000HD) 

ATSC-M/H ENCODER 2 

(PIXMH-E2000S) 

 MPEG-2 HD 

ENCODER(D9050) 

ATSC-DTV MUX 

(DCM D9900) 

ATSC DTV 구성 

ATSC-M/H 구성 

DTV 송신기 

(DTVT-1000) 

EPG SERVER 

(GuideBuilder) 

ATSC-M/H MUX 

(Dpromix) 

MPEG-2 Player 

(MTX100B) 

ISDB-T 1seg 

Encoder 

(VC-7000) 

ISDB-Tb Encoder 

(VC-7010) 

ISDB-T MUX 

(MX1500) 

ISDB-T 

방송제어시스템 

(HPC1427) 

ISDB-T Exciter 

(DM-3000) 

Transmitter 

(DLP240S) 

HD VCR 

(AJ-HPM200) 



 

유럽향 송출장비 

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7. 송출 시스템  - DVB-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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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B-T2  Exciter  DVB-T2 MUX 

HD VCR & 

DVD Player 

Transmitter 

IRD 

( VSB/QAM) 

DVB-T  Encoder 

(H.264 SD/HD) 

DVB-T2  Encoder 

(Mpeg2 SD/HD)  DVB-T2 

Gateway 

DVB-T2  Exciter 

RF Channel 

Simulator 

RF Channel 

Simulator 

 DVB-T2 Gen 

RF Signal 

Analyzer 

DVB-T TS 

Analyzer 

SFN MISO & Multi-PLP  

DVB=T2 

Monitoring 



 

유럽향 방송규격 인증 장비 구축 현황 

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8. 유럽 방송표준 인증실험 시스템 

14 

DTV RF 및 기능 테스트 



 

연번 장비명 수량 규격 제조사 

21 SDI분배기 1 Q-Dowm Mini Crystal Vision 

22 ATSC-MH 스트림팜 2 ATC-500 DTVinteractive 

23 T-DMB 신호발생기 1 TMG2000 DTVinteractive 

24 ATSC-MH 필드테스터플랫폼 1 DTVinteractive 

25 ATSC DTV 신호발생기 1 DTX2000 DTVinteractive 

26 ATSC-MH 분석및모니터링장비 1 ATA100 DTVinteractive 

27 T-DMB 비디오 인코더 1 PixDMB-E200H pixtree 

28 휴대용발전기 1 EU30i Honda 

29 DTV 셋탑박스 2 IMT-H5000 이노피아테크 

30 T-DMB 비디오 서버 1 NXAMP3801HDI1 HARRIS 

31 TV 분석기 1 ETL R&S 

32 T-DMB 비디오스위쳐 1 HVS-300RPS FOR.A 

33 DRM+전문가용모니터링수신기 2 엠에스웨이㈜ 

34 DVB-T2 셋탑박스 1 TC20CXM INTEK 

35 ATSC-MH 방송수신기 1 DMT270R RCA 

36 ATSC-MH 방송수신기 1 DMT336R RCA 

37 CMMB 방송수신기 1 T700 흔안탁과학 

합계 41 

연번 장비명 수량 규격 제조사 

1 3D카메라시스템 1 Sony PMW F3 SONY 

2 3D렌즈시스템 1 Zeiss Zoom Lens Zeiss 

3 3D 모니터링 시스템 1 LV-5380 Leader 

4 3D 리그시스템(직교) 1 M-500ND (주)레드로버 

5 3D 리그시스템(수평) 1 S-300N (주)레드로버 

6 3D 리그컨트롤시스템 1 C-Motion (주)레드로버 

7 3D영상편집합성시스템 1 MAC pro APPLE 

8 3D Tripod 시스템 1 Tripod System Sachtler 

9 3D전원악세사리 1 3D전원악세사리 SONY 

10 3D안경 2 mybud ACCUPIX 

11 10MHz 파형발생기 1 33210A Agilent 

12 ISDB-Tb 필드테스터 1 IFT700, IFM500 DTVinteractive 

13 ISDB-Tb 모니터링 장비 1 ISM1000 DTVinteractive 

14 브라질 모바일 방송 수신기 1 ISC-500B Invix 

15 일본향 모바일 방송 수신기 1 7inch Fullseg WMTech 

16 브라질 모바일 방송 수신기 1 ISL-155B  Invix 

17 일본향 지상파 방송 수신기 1 IMC-212Is Invix 

18 디지털 파워 미터 1 N1914A Agilent 

19 주파수 카운터 1 53210A Agilent 

20 ISDB-T/Tb 신호발생기 1 ISG500 DTVinteractive 

  공용장비(41식) 

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9. 기타 디지털콘텐츠 제작장비 및 공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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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송 
표준 인프라 

디지털 방송  
표준 인프라 

차세대 방송 
표준 인프라 

2011 2012 2013 2014 2015 

 
 
 
 

방송장비 
테스트베드 
인프라 

ATSC 

DVB-T2 

DVB 인증 시스템 

UHDTV/디지털라디오 

ISDB-T 

디지털라디오/DTV-NG  

한국 및 북미 표준 송출장비, 모바일 방송송출 인프라 구축 

일본(중난미) 모바일 방송송출 인프라 구축 

유럽 표준 송출 인프라 구축 

유럽 표준 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디지털라디오 송출 인프라 구축 

SFN  구성 

고화질 영상 송출 인프라 

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10.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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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11. 주파수 확보 현황 

○ ’10년  3월 무선국 승인 

○ 무선국종별 및 명칭 

    제주테크노파크 실험국 

○ 허가번호 : 91-2010-80-0000001   

○ 사용주파수 : TV방송용 UHF 채널 50,51    

( 686~692MHz, 692~698MHz :12MHz대역) 

○ 방송방식  : ATSC, ISDB-T, DVB-T2 

○ 송신출력  : 400W(max) 

17 



 

09. 6월  

   4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전파특구’ 

   관련 내용 제안 

09. 7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식 논의 

09. 8월  

   4단계 제도개선 관련 과장급 회의 진행   

   (총리실 주관) 

09. 10월  

  4단계 제도개선 관련 국장급 회의 

  (총리실 주관) 

09. 11월 30일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215조의8신설) 

11. 5월 23일 - 특별법 개정안 공표 

12. 12. 4 방송통신위원회-제주특별자치

도간 업무협약(예정) 

 

추진경과 창의적전파활용지구 법조문 전문  

 제215조의8(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방송

·통신 융합기술의 촉진 등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 및 

관련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전

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창의적 전파활용지

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

을 체결할 수 있다. 

   1. 창의적 주파수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12.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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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전파 활용 지구 

다양한 테스트베드 사업 수행 

ICT에 대한 지방정부의  

강한 사업수행의지 

글로벌  

마케팅 지원 

One-Stop  

테스트베드 

실내(R&D) 

테스트베드 

실외 

테스트베드 

필드 

테스트베드 

방송통신 융합센터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 벤처마루 

제주 ICT 클러스터 핵심  

글로벌 마케팅 거점 시설 

주행 가능한 필드테스트베드 77.1Km 

주파수 혼잡/음영/청정 등  

다양한 테스트 환경 제공 

Ⅲ. 제주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13. OneStop 테스트베드 지원체계 구축 



 

2011년 이후 27개사 37건 활용 

13회 19개사 

 멀티모드 송출 서비스 테스트 

2011.1 ~ 2011. 12 

 국내 멀티모드 방송기술인 Korea-View 기술검증 

   융합형 3DTV 송수신 정합테스트 
   (ETRI 외 3개 기관) 

 미국 방송산업에 3D 방송분야 국제 표준채택 가능성 확산 

 

18회 8개사 

 TV유휴대역 상용화 기술 시험 
    

2012.1 ~ 2012. 11 

TV유휴대역의 활용 가능성 검증 

   ATSC-M/H 수신칩 성능 실험 
   미국시장 제품 출시에 필요한 성능 검증 

현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 가능하여 개발비용 절감 
기대 

 

주 
요 
테 
스 
트 
및 
성 
과 

제주테스트베드의 필요성 

 제주의 테스트베드는 차세대 방송기술 분야 및 수출형 방송장비에 대한 기술과 제품 등을 상용화 전  

   개발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 기술과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활용 

 차세대 기술과 관련된 신규시장 진출 시 선제적으로 구축한 테스트베드 인프라가 국가의 방송장비  

   제품과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증 받을 있도록 기술적인 완성도를 확보 

Ⅳ. 제주 테스트베드 활용 사례 
1. 제주테스트베드 활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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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인 Korea-View 기술 검증  

 KBS 등 방송4사 외 14개기업 활용 

 

멀티모드송출 서비스 테스트 

테스트내용 

Ⅳ. 제주 테스트베드 활용 사례 
2. 제주테스트베드 활용 사례(1) 

 2011. 3. 29 ~ 4. 1   MMS 1차 테스트 

 2011. 5. 25 ~ 5. 28   MMS 2차 테스트 

 2011. 7. 15 ~ 7. 20   해상 수신 테스트, 지상파 및 모바일 동시 송출 테스트 

 2011. 11. 1 ~ 12. 31 MMS 기상 재난방송 필드 테스트 1차 

 2012. 1. 1 ~ 2. 29 MMS 기상 재난방송 필드 테스트 2차 

지상파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확대 서비스 제공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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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주 테스트베드 활용 사례 
3. 제주테스트베드 활용 사례(2) 

 ATSC 표준화 S12 그룹 대상 제주에서 필드 테스트 환경 시연 

   (ETRI, Samsung, LG, Sony, Mitsubishi Electric, Dolby Labs, 등 3개국 40여명 참석) 

융합형 3DTV 송수신 정합테스트 

 

테스트내용 

 2011. 10. 27 ~ 28   융합형 3DTV 송수신 정합테스트 

 2012. 1. 18 ~ 1. 20   ISDB-T 융합형 3D 송출시스템 테스트 

 2012. 5. 22 ~ 5. 24   ATSC S12 3DTV 표준화 회의 및 필드테스트   

미국 방송산업에 3D방송분야 국제 표준채택 가능성 확산 

유럽향/일본향 기술에 대한 새로운 표준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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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주 테스트베드 활용 사례 
4. 제주테스트베드 활용 사례(3) 

 TV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대역 활용 기술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제주에서만 현재 TV유휴대역에 대한 실험이 가능 

 TV유휴대역을 활용한 제주 올레길에 슈퍼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실험 서비스 실시 

 활용 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TV유휴대역 상용화 기술 실험 

 

테스트내용 

 2012. 9. 18 TVWS 기술기준안 실외검증 시연회 

 2011. 11. 17   TV유휴대역 슈퍼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시연회 

2014년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안) 마련 

신규 주파수대역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창출 

TV유휴대역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활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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